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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존의 양접법(field grafting) 기반 유경접목법과 개선된 거접법(bench grafting) 기반 유경접목법의 

묘목 활착률 및 각각 생산된 묘목의 등급(상ㆍ중ㆍ하품) 비율과 묘목 생산 시 단순 수익률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적인 접

목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년 간 평균 접목활착률은 각각 기존 유경접목법 30.3%, 개선 유경접목법 77.1%

로 나타나 개선방법의 묘목활착률이 2배 이상 높았다. 생산된 묘목 등급은 기존 유경접목법의 경우, 상ㆍ중ㆍ하품의 비

율이 2:3:5, 개선 유경접목법은 3:4:3으로 나타나 개선방법의 ‘상품’ 및 ‘중품’ 묘목 비율이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투입비용 대비 판매수익으로 효율성을 계산한 결과, 기존 유경접목법 1.08, 개선 유경접목법 1.59로 개선방법의 

수익률이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선된 거접법 기반 유경접목법은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접목묘 생산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효율적인 묘목생산 및 보급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생산자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

여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bench grafting (BG) and field grafting (FG) in walnut by comparing the graft 

take rate, grade ratio, and simple earning rate using a conventional method. The mean grafting-take rate of the BG 

was 30.3% while that of FG was 77.1%. The quality of grafted seedlings is classified as good, fair, and poor. The 

quality grade ratio of FG seedlings is 3:4:3 (good:fair:poor) while the grade ratio of BG seedlings is 2:3:5. Field 

grafting resulted in 20% more good and fair seedlings than the BG method.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earning 

rate with the sales income versus the input cost, FG has 1.5 times higher earning rate than BG. In summary, FG 

could be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epicotyl grafting because it produced high-quality seedlings and increased 

productivity due to its high graft-take rate and earn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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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호두나무는 가래나무과(Julandaceae) 가래나무속(Juglans)
에 속하며 J. nigra, J. regia, J. sigilata 등 약 20종으로 

분류된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J. sinensis가 분포하

고 있다. 우리나라 호두나무 재배면적은 1,904 ha으로 과

실 생산량은 약 1,020톤, 생산액은 약 157억원이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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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충북지역의 생산량이 전체의 71.5% 가량 차지하

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19).

호두나무는 다른 과수에 비해 접목묘의 생산이 까다로

워 대부분 실생묘를 이용하여 재배되어 왔다(Forde and 

McGranahan, 1996; Karadeniz, 2005). 그러나 실생묘의 

과실은 크기, 모양, 맛 등 품질이 균일하지 않으며, 이러

한 과실을 다시 종자로 하여 실생묘를 양성함에 따라 품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Lee et 

al., 2008). 반면 접목묘의 경우, 모수 품종의 특성을 유지

하기가 쉽고 수세의 회복이 빠르며 과실의 품질이 매우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다(Hwang et al., 2002).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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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나무 접목묘의 쉽고 빠른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보

급이 필요한 실정이다.

호두나무 접목은 접목방법, 페놀성 화합물, 호르몬, 접

수의 영양상태, 접수채취시기 등 다양한 인자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 온ㆍ습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접목 후 지속

적인 관리가 필요하다(Avanzato and Atefi, 1987; Mitrovic, 

1995; Karadeniz, 2005; Mehmet et al., 1997). 호두나무 

접목묘는 일반적으로 유경접목법(epicotyl grafting)을 통

해 생산된다. 기존의 유경접목법은 약 1개월간 온실에서 

양묘한 가래나무 어린 묘목을 대목으로 이용하여 접목한 

후 양묘(이식)상에 식재하는 양접법(이식접 또는 들접; 

bench grafting)을 기반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접목활착률

은 평균 60% 내외로 낮은 편이며 접목하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크고, 묘목의 품질도 일정하지 않아 생산효율성

이 낮기 때문에 접목증식 방법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호두나무 유경접목 후 식재 여부에 

따른 양접법과 거접법(제자리접; field grafting) 기반의 

묘목 활착률과 생산된 묘목의 등급비율을 비교 분석하

였으며 묘목 생산 시 단순 수익률을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접수 채취

본 연구에서는 경북 김천시에서 우량개체로 선발된 호

두나무 클론에서 생육상태가 양호한 나무로부터 충실한 

동아(꽃눈)를 가지고 있는 휴면지를 대상으로 접수(scion)

를 채취하여 공시재료로 사용하였다. 채취한 접수는 젖

은 이끼를 이용해 마르지 않도록 비닐로 밀봉한 후 세워

서 저온저장고(2±1°C, relative humidity 80%)에서 보관하

였으며, 접목 시 건강한 동아를 가진 가지를 선발하여 접

수로 사용하였다.

 

2. 대목 양성

호두나무 유경접목을 위한 대목(rootstock)은 가래나무

(Juglans mandshurica) 종자를 사용하였다. 기존의 양접

법(bench grafting) 기반의 유경접목을 위한 대목은 대용

량 고무용기(D × H: 80 × 25 cm)에 원예용 상토[배합비

율(%); 코코피트:피트모스:펄라이트:질석:기타=65:16:7: 

5:7)를 넣고, 가래나무 종자 약 200립을 파종하여 양성

하였다. 반면 개선된 거접법(field grafting) 기반의 유경

접목을 위한 대목은 PP재질의 화분(D × H: 13 × 18 cm)

에 기존의 방법과 동일한 비율의 상토를 넣고, 가래나

무 종자를 화분 당 1립을 파종하여 양성하였다. 대목은 

파종 이후 온실 내에서 25 ± 2°C가 유지되도록 하였으

며, 발아 후 약 1개월간 자란 어린묘목을 사용하였다.

 

3. 유경접목

접목은 2년간(2017～2018) 매년 3월 중순에 김천시청 

호두나무양묘장(경북 김천시 봉산면 소재)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실시하였다. 접목법은 기존의 접목법인 양접법

(이식접 또는 들접; bench grafting)과 개선된 접목법인 거

접법(제자리접; field grafting)을 각각 이용한 유경접목법

이다. 기존의 양접법 기반 유경접목은 대량 파종하여 생

산된 대목을 한 본씩 굴취하여 유경접목한 후 화분으로 

이식하였으며, 습도 유지를 위해 화분에 PE 재질의 비닐

덮개를 씌워주었다(Figure 1). 반면 개선된 거접법 기반 

유경접목은 화분에서 각각 생산된 대목에 직접 유경접목

한 후 습도 유지를 위하여 흙 대신, 물에 젖은 펄라이트

를 화분에 넣었다(Figure 2). 기존(양접법) 및 개선(거접

법)된 유경접목법을 이용한 접목은 1년 차에 150본과 

200본, 2년 차에 140본과 85본에 대하여 각각 5반복으로 

750본과 1,000본, 700본과 425본을 대상으로 총 2,875본

을 실시하였다.

 

Figure 1. Process of traditional epicotyl grafting method based on bench grafting [A, Rootsock preparation for epicotyl grafting 
(digging out juvenile seedling as rootstock); B, Carrying out bench grafting; C, Post management for improving rate of grafting-take
(covering grafted seedlings with P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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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Process of modified epicotyl grafting method based on field grafting (A, Rootsock preparation for epicotyl grafting
(breeding rootstock in pot); B, Carrying out field grafting; C, Post management for improving rate of grafting-take (putting 
wet perlite in pot)].

Grafting method
Avg. Temp. (℃) Avg. Humidity (%)

2017 2018 2017 2018

Bench grafting 25.6 ± 0.9 25.9 ± 5.1 80.6 ± 5.4 81.6 ± 5.7

Field grafting 23.1 ± 4.0 22.7 ± 3.2 82.1 ± 1.8 84.8 ± 1.5

Table 1. Environmental condition of green house for four weeks after grafting.

 

4. 활착률 조사

접목한 모든 묘목은 비닐하우스(40 m × 11 m × 5 m)내부

의 비닐터널(온실, 35 m × 1.5 m × 1.5 m)에서 4주 동안 

양묘하였으며, 온실(비닐터널) 내부의 평균 온도와 습도는 

Table 1과 같다. 이후 접목묘의 외부환경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온실(비닐터널)을 제거하여 2주 동안의 순화과정을 

거쳤다. 활착률(rate of grafting survival) 조사는 순화과정을 

거친 각각의 접목묘를 외부 양묘장에 이식한 후 이식 4주에 

실시하였으며, 접목부위의 유합된 상태와 개엽, 생장 등 생

육 모습을 기준으로 활착 여부를 판단하였다. 

 

5. 단순 수익률 비교

호두나무 묘목 생산을 위해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수익률 비교를 위하여 물품구입비와 등급별 묘목 

생산량을 각각 산출하였다. 접목에 투입된 인건비와 접

목 후 묘목관리에 투입된 비용은 모두 동일하다는 가정

으로 분석하였으며, 유경접목법을 위해 투입되는 각 항

목의 비용을 100본 기준으로 환산하여 총합을 투입비용

으로 산출하였다. 판매수익은 생산된 묘목 등급(품질; 상

품·중품·하품)의 비율을 1,000본 기준으로 환산하여 등급

별 묘목가격×생산본수로 나타냈다. 유경접목법의 수익률

은 계산된 투입비용 대비 판매수익으로 산출하였으며 접

목묘 등급별 가격은 생산지의 출하가격[묘고 기준 ‘하품’ 

(< 30 cm) 8,000원, ‘중품’ (30～70 cm) 10,000원, ‘상품’ 

(> 70 cm) 18,000원]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접목 활착률 

접목 시 대목의 이동 유무에 따른 양접법(기존) 및 거

접법(개선)을 이용하여 각각 유경접목을 2017년과 2018

년에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양접법 기반의 

유경접목 활착률은 각각 13.2%와 47.4%로 나타난 반면, 

개선된 거접법 기반의 유경접목 활착률은 각각 65.7%와 

88.5%로 조사되었다(Table 2). 기존 유경접목법의 활착률

은 2년 평균 30.3%인 반면, 개선 방법은 77.1%로 나타나 

2배 이상의 높은 활착률을 보였다. 

기존 방법의 경우, 굴취한 묘목에 접목 후 재이식과정

에서 대목과 접수가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개선방

법은 파종상이나 화분 등 파종된 곳에서 양묘된 대목을 

굴취하지 않고 어린 줄기부분까지 흙을 걷어내어 접목하

므로 대목과 접수의 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결

과적으로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이 안정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접목활착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접목 이후 사후관리 환경에서 적정 온도와 습도

의 유지관리는 대목과 접수의 유합에 매우 큰 영향을 미

치며, 특히 습도 유지는 접목활착률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의 양접법 기반의 유경접

목법은 접목 실시 이후 이식상의 토양이 마르지 않고, 양

묘 공간에 충분한 습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

수를 실시하였으나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었다. 그러나 개선된 거접법 기반의 유경접목법에

서는 접목 후 상토(토양) 대신 젖은 펄라이트를 이용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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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fting
method

year
Number of grafting 

seedling
Number of 

grafts
Rate of grafting-take 

(%)
Grade ratio of 

grafts

Bench grafting
2017 750 99 13.2

2 : 3 : 5
2018 1,000 474 47.4

Field grafting
2017 700 460 65.7

3 : 4 : 3
2018 425 376 88.5

Table 2. Rate of grafting-take and grade ratio of grafts by different grafting method.

 

로 접목부위의 충분한 수분 유지와 함께 양묘공간에도 

일정한 습도가 유지되어 접목활착률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 묘목등급별 비율

양접법(기존) 및 거접법(개선) 기반 유경접목에 의해 

생산된 접목묘의 등급 비율을 조사한 결과, 양접법 기반 

유경접목묘의 등급(품질)별 비율은 각각 상품 20%, 중품 

30%, 하품 50%인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 묘목의 절반가

량이 묘고 30 cm 이하인 하품이었다. 반면 거접법 기반 

유경접목묘의 등급(품질)별 비율은 각각 상품 30%, 중품 

40%, 하품 30%로 나타나 중·상품의 묘목이 전체 생산된 

묘목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이

는 거접법 기반 유경접목법이 기존의 방법보다 접목부위 

유합이나 습도 유지 등 안정적인 접목활착 조건과 함께 

적합한 양묘 환경을 제공함에 따라 고품질의 묘목 생산

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묘목 생산 수익률 분석

기존 및 개선 유경접목법의 수익성 증대 효과를 수치

화하기 위하여 투입비용 대비 판매수익으로서 단순 수익

률을 1,000본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기존의 양접법(field 

grafting) 기반 유경접목법의 투입비용은 869,000원인 반

면, 개선된 거접법(bench grafting) 기반 유경접목법의 투

입비용은 27.5% 감소된 630,000원으로 239,000원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Table 3).

또한 묘목 판매액은 각각의 유경접목법에 의해 생산된 

묘목의 등급(품질)별 비율을 1,000본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결과, 접목방법에 따른 묘목판매액은 기존의 양

접법 기반 유경접목묘는 10,600천원인 반면, 개선된 거접

법 기반 유경접목묘는 약 11.3% 많은 11,800천원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1) 양접법 기반 유경접목법의 경우,

하품(8,000원) × 500본 + 중품(10,000원) × 300본 + 상

품(18,000원) × 200본 = 10,600,000원

Grafting methods

Bench grafting Field grafting

preparationz won/100eay preparation won/100ea

clip 3,000 clip 3,000

scion 10,000 scion 10,000

pot 40,000 pot 40,000

soil 12,000 soil 6,000

basin 21,900 perlite 4,000

Total 86,900 Total 63,000
z Preparation list for grafting process.
y Unit price to produce 100 grafted seedlings.

Table 3. Preparation list and total input cost for each grafting
method.

2) 거접법 기반 유경접목법의 경우,

하품(8,000원) × 300본 + 중품(10,000원) × 400본 + 상

품(18,000원) × 300본 = 11,800,000원

 

단순 수익률 분석을 위해 투입비용 대비 판매수익을 

산출한 결과, 기존의 양접법 기반 유경접목의 경우 1.08

인 반면, 개선된 거접법 기반 유경접목법의 경우 1.59로 

나타나 개선된 접목방법의 수익률이 약 1.5배 높은 것으

로 분석되었다.

 

결  론
 

개선된 거접법(field grafting) 기반의 유경접목법은 기존

의 양접법(bench grafting) 기반의 유경접목법보다 1) 평균 

묘목활착률이 기존의 30.3%보다 2배 이상 높은 77.1%이었

으며, 2) 생산된 묘목의 등급(품질)은 하품이 20% 적고, 중

ㆍ상품이 20% 많았다. 이는 안정적인 접목과정과 접목 이후 

토양의 일정한 수분 유지 등 개선방법의 양호한 양묘환경 

조건이 활착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고품질의 묘목 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3) 투입비용은 869,000원 

(기존)보다 27.5% 감소된 630,000원으로 239,000원의 절

감효과가 있었으며 4) 판매수익(1,000본 기준)은 10,60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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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존)보다 약 11.3% 많은 11,8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 투입비용 대비 판매수익률은 기존의 방법 1.08보다 약 

1.5배 높은 1.5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선된 거

접법 기반의 유경접목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접목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효율적인 묘

목생산·보급과 함께 고품질 과실생산을 통한 생산자의 소

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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